프로그램 일정
10/28(수)
16:00~

분과별 회의

18:00
10/29(목)
시간

A

B

C

D

E

삼다A

삼다B

301호

302호

304호

[학생논문경진대회]

한일공동심포지엄 1

헬스케어

VR/AR

인간중심디자인 1

인체역학 1

로비

1
10:00~
11:40
11:40~

휴식 (점심식사, ESK이사회)

13:10
2
13:10~

자동차인간공학

산업안전보건

14:50
14:50~

포스터세션
휴식

15:00
15:00~

개회식, 기조강연 (한라 A)

16:30
16:30~

휴식

16:40
3
16:40~
18:20

[특별]
Digital Therapeutics
for Cognitive
Degeneration in
Virtual Environment

인체역학 2

11:40
11:40~
13:00
5
13:00~
14:40
14:40~

(18:10~18:40)
만찬

삼다A
[특별]
신진과학과콜로키움

삼다B
[캡스톤경진대회]

301호

6
16:30

302호

[특별]
작업공정연계형작업자HSE기술

[기획]

[기획]

[특별]

산업체 이슈 1

산업체 이슈 2

인간공학자의진로탐색 1

[기획]

[특별]

산업체 이슈 3

산업체 이슈 4

인간공학자의진로탐색 2

16:30~

휴식

16:40
16:40~

시상식

17:10
10/31(토)
9:00~1

분과별 회의

2:00

온라인 발표
온/오프라인 발표
오프라인발표

로비

포스터세션

UI/UX2

휴식
[기획]

304호

UI/UX 1

휴식 (점심식사)

14:50
14:50~

인간중심디자인 2

휴식

18:30
18:40~

10:00~

한일공동심포지엄 3

포스터 Q&A

18:20~

10/30(금)
시간
4

한일공동심포지엄 2

[특별]
Ergonomics in
Multimodal Interaction
Design

세션 1: 10월 29일(목) 10:00~11:40
1B 삼다 B

좌장: 이경선 (부산가톨릭대)

학생논문경진대회
1B.1

Implementation of Enhanced Virtual Mall for Measuring Executive functions
Minjung Kim, Jieun Han, Hojin Choi (Hanyang University), Prie Yannick, Toinon Vigier, Samuel
Bluteau (Universite de Nantes), Gyu Hyun Kwon (Hanyang University)

1B.2

Development of Measurement Tool for Shifting Execution Function in Virtual Bookshelves
through Behavioral Data
Euna Park, Jieun Han, Hojin Choi (Hanyang University), Prie Yannick, Toinon Vigier (LS2N
Universite de Nantes), Samuel Bluteau (Universitiaire de Nantes), Gyu Hyun Kwon (Hanyang
University)

1B.3

Development of a framework for evaluating user subjectivity of voice-based Human-AI
Interaction
Jonggyu Shin, Inseok Heo, Ismatullaev Ulugbek, Sangho Kim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ology)

1B.4

A biomechanical comparison of dynamic sitting and sit-standing workstations for prolonged
time
Seulgi Kim, Hanbo Zou, Sangeun Jin (Pusan National University)

1B.5

입식-좌식 작업대의 육체적 및 인지적 작업 부하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 통증 유발자를 중심으로
강상현, 최지원, 추한박, 진상은 (부산대학교)

1C 301호

좌장: 박태준 (숭실대)

한일공동심포지엄 1
1C.1

1C.2

1C.3

1C.4

1C.5

1C.6

Globally Interconnected Functional Networks of Cognitive-Related Motor Interference in Patients
with Stroke
James Ailsworth, Jiali Huang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Nayoung Kim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Hogene Kim, Hyunki Kim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Chang S. Nam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Associations between age of drivers and driving performance after take-over request (TOR) in
automated driving
Damee Choi, Toshihisa Sato, Takafumi Ando, Satoshi Kitazaki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A New Methodology to the Job Improvement and the Employee Training on the Shop Floor:
Apply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for Human Computing
Chih-Feng Cheng 1, Chiuhsiang Joe Lin (National Taiw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ismatch Investigation on Workstation for a Jangbogo Class Submarine by Korean
Anthropometric Dimensions
Jane Lee, Jihwan Lee, Namwoo Cho, Sungho Kim, Myung Hwan 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ergency Department Healthcare Professionals' Usage and Satisfaction on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s in South Korea: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May Jorella S. Lazaro, Gee Won Shin, Gyungbhi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gwoo Bahn
(Kyung Hee University), Yura Lee, Jae-Ho Lee (Asan Medical Center), Myung Hwan 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User sentiment analysis by Electric Vehicle based on Aspect-Based Sentiment Analysis
Soo Yeon Kim, Seijun Chung, Adriance Wilfred, Joong Hee Lee, Myung Hwan 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1D 302호

좌장: 박재현 (인천대)

헬스케어
1D.1

자세변환기능(tilting, reclining and standing) 탑재형 전동휠체어 사용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성용, 심중한, 임명준, 김은주, 심재우, 권효순, 이범석 (국립재활원)

1D.2

유니버셜 디자인을 기반으로 지체장애인 및 노인이 이용가능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노은래, 심중한, 김지해, 이성용 ,최민주 ,이평호 ,심재우 ,임명준 ,안광옥 ,권효순 ,이범석 (국립재활
원)

1D.3

삼킴 시 초음파 도플러 신호와 인후두 움직임 영상 비교 분석
김민재, 최영근, 권도훈, 김진원, 유희천 (포항공과대학교)

1D.4

신경근육질환 환자의 안면 변형 특성을 고려한 안면 치수 측정 및 분석 방법
정성욱, 정하영, 최신아, 권도훈 (포항공과대학교), 허성철, 김수연, 김상훈 (부산대학교병원), 이원섭
(한동대학교), 유희천 (포항공과대학교)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ICF(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and Occupational Therapy Evaluation
Tools for Assistive Technology
Usability
Eunjoo Kim, Sung Yong Lee, Myung-Joon Lim, Kweon Hyosun, Bum-Suk Lee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1D.5

1E 304호

좌장: 김현경 (광운대)

VR/AR
1E.1

1E.2

1E.3

1E.4
1E.5

증강현실 입력 인터페이스의 멀미 및 사용성 분석
무하마드후세인, 최병규, 성수진, 김나형 (인천대학교), 박선영, 전화승, 이유련, 김현경 (광운대학교),
박재현 (인천대학교)
Planning Ability in Tower of London and a Virtual Kitchen Environment: in View of Embodied
Cognition
Hye Min Lee, Jieun Han, Hojin Choi (Hanyang University), Prie Yannick, Toinon Vigier (LS2N
Universite de Nantes), Samuel Bluteau (Universite de Nantes Centre Hospitalier), Gyu Hyun
Kwon (Hanyang University)
뇌파 분석을 통한 VUI 감성 만족도 평가
권도훈, 김민재, 홍영기, 유희천 (포항공과대학교)
Empathic Design Thinking in the Study of New Media Interactive Art
Liu Yi (Kookmin University)
Online education of art and design during COVID-19
Chen Dingding, Pan Younghuan (Kookmin University)

세션 2: 10월 29일(목) 13:10~14:50
2A 삼다 A

좌장: 공용구 (성균관대)

자동차인간공학
2A.1

2A.2

자동차 실내 주행음 감성 평가를 통한 사용자 성향 분석 및 음향 특성 도출
송예인, 김수호, 김용희, 이윤영, 윤명환 (서울대학교)
Urban air mobility (UAM) 내부 구성 요소의 적절 치수 산출을 위한 연구
공용구, 조민욱, 박채원, 김승연, 김민정 (성균관대학교), 성기석, 김계윤 (현대자동차), 최경희 (성균관
대학교)

2A.3

색각이상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인터페이스의 평가 및 분석
김나형, 최문경, 성수진, 최병규, 박재현 (인천대학교), 정성윤, 정현빈, 최명빈, 이승환 (현대모비스)

2A.4

효과적인 자동차용 인공지능 음성 인터페이스 UX 디자인을 위한 요인 상관 분석
정희윤 (성균관대학교)

2B 삼다 B

좌장: 진상은 (부산대)

산업안전보건
2B.1

안전패러다임 전환에(Safety-Ⅱ) 따른 기업 안전문화 평가기법 연구
김종원, 김상호 (금오공과대학교)

2B.2

Significance of Systematic Approach Strategy to Safety Culture in Reference to Investigation of
Operating Performance Informa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Jeeyea AHN, Wooseok JO, Byung Joo MIN (UNIST), Manwoong KIM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Seung Jun LEE (UNIST)
2B.3

스마트 공장에서의 위험(Risk)과 위협(Threat)의 문제와 보우타이 위험성 분석
권영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B.4

콜센터 상담사의 감정노동 및 예방사례 조사
이경선, 정선화, 한지윤 (부산가톨릭대학교), 이재인, 김성희 (동의대학교), 김기성 (바이오브레인), 류
관호 (안전보건공단)

2B.5

원자력발전소 자율운전 적용을 위한 인간공학 현안과 도전과제
김사길, 이준구, 정광일 (한국원자력연구원)

2C 301호

좌장: 류태범 (한밭대)

한·일공동심포지엄 2
2C.1

Indoor Air Quality and Symptoms of Sick Building Syndrome among Garment Manufacturing
Workers in Kota Bharu, Kelantan

2C.2

2C.3

2C.4

2C.5

Syamimi Abd Rahman, Nurul Ainun Hamzah, Mohd Nazhari Mohd Nawi, Mohd Nasrom Mohd
Nawi, Mohd Noor Mamat (Universiti Sains Malaysia), Shamsul Bahri Mohd Tamrin (Universiti
Putra Malaysia)
A New Methodology to the Job Improvement and the Employee Training on the Shop Floor:
Applying Internet-of-Human and Dynamic Warping Algorithms
Chih-Feng Cheng, Chiuhsiang Joe Lin (National Taiw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a Spreadsheet-Based Ergonomics Risk Assessment Software Using a Design
Thinking Approach
Daryl Tan Liang Xue, Shamsul Bahri Mohd Tamrin, Ng Yee Guan (University Putra Malaysia)
REDESIGNING VEHICLE INTERIOR: A CASE STUDY ON THE DRIVER SEAT ON YOUNG ADULTS
ANTHROPOMETRY DATA
Daruis, D.D.I (National Defense University of Malaysia), Khamis, K., Mohamad, D.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 Dzulkarnain, I.A. (Universiti Malaysia Kelantan)
Risk Assessment and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mong Garment Manufacturing
Workers in Kota Bharu,
Nurshatira Khamarollah, Nurul Ainun Hamzah, Mohd Nazhari Mohd Nawi, Mohd Nasrom Mohd
Nawi, Mohd Noor Mamat (Universiti Sains Malaysia), Shamsul Bahri Mohd Tamrin (Universiti
Putra Malaysia)

2D 302호
인간중심디자인 1
2D.1

블록체인 특성을 활용한 문제 해결 아이디어 도출
고영인, 한성호, 박준성 (포항공과대학교)

2D.2

블록체인 서비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혜지, 한성호 (포항공과대학교)

2D.3

키오스크 접근성 평가를 위한 휴리스틱 분석
전화승, 김현경, 박선영, 이유련 (광운대학교)

2D.4

키오스크 접근성 가이드라인 및 법률 분석
이유련, 김현경, 전화승, 박선영 (광운대학교)

2D.5

키오스크 접근성에 대한 산업계의 관점 분석
박선영, 김현경, 이유련, 전화승 (광운대학교)

좌장: 정홍인 (경성대)

2E 304호

좌장: 이경선 (부산가톨릭대)

인체역학 1
2E.1

피부 전도도 분석을 통한 인지 부하 평가
홍영기, 정성욱, 유희천 (포항공과대학교)

2E.2

한국인 머리의 Template Registered Model Database 구축 및 인체측정학적 분석
정하영 (포항공과대학교), 이원섭 (한동대학교), 최신아, 유희천 (포항공과대학교)
Prediction of grip strength by body dimension and posture using deep learning model
Kyung-Sun Lee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Jaejin Hwang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Jinwon Lee (Texas A&M University)
FAST 방법론 기반으로 한 시각 장애인의 식사 경험에 관한 연구
Bao Liyuan, Pan Younghuan (Kookmin University )

2E.3

2E.4

세션 3: 10월 29일(목) 16:40~18:20

3A 삼다 A

좌장: 권규현 (한양대)

[특별세션] Digital Therapeutics for Cognitive Degeneration in Virtual Environment
3A.1

VR 환경 속 버스 탑승 과업을 통한 집행능력 측정 시나리오 개발: '작업 기억력'과 '계획 능력'을
중심으로
기태현, 한지은, 최호진 (한양대학교), Prie Yannick, Toinon Vigier (LS2N Universite de Nantes),
Samuel Bluteau (Universite de Nantes Centre Hospitalier), 권규현 (한양대학교)

3A.2

가상 부엌 환경에서의 집행능력 측정 시스템 개발
전채영, 한지은, 최호진 (한양대학교), Prie Yannick, Toinon Vigier (LS2N Universite de Nantes),
Samuel Bluteau (Universite de Nantes Centre Hospitalier), 권규현 (한양대학교)

3A.3

가상 현실 운전 주행 환경에서 수정된 스트룹 테스트를 통한 집행 능력 측정
이승정, 한지은, 최호진 (한양대학교), Prie Yannick, Toinon Vigier (LS2N Universite de Nantes),
Samuel Bluteau (Universite de Nantes Centre Hospitalier), 권규현 (한양대학교)

3A.4

체화된 행동 패턴 탐색을 위한 Color-category Interference 기반의 VR 시스템 개발 : 실행 기능의
억제 능력과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조인령, 한지은, 최호진 (한양대학교), Prie Yannick, Toinon Vigier (LS2N Universite de Nantes),
Samuel Bluteau (Universite de Nantes Centre Hospitalier), 권규현 (한양대학교)

3E 삼다 B

좌장: 박우진 (서울대)

인체역학 2
3E.1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목 숙임 자세가 목의 강성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김효림, 박다솜, 송동현, 신관섭 (울산과학기술원)

3E.2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이 목 근육 피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다솜, 김은지, 김효림, 송동현, 신관섭

3E.3

동시 작업시 인지적 작업이 육체적 작업의 수행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박기현, 박우진 (서울대학교)

3E.4

IMU 센서 모션캡처 데이터와 이미지의 신체각도를 이용한 AWBA Checklist 평가 프로그램 개발
공용구, 최경희, 조민욱, 박채원, 김민정, 김승연 (성균관대학교)

3E.5

경사면 보행 시 발목 가동 범위에 따른 적응적 보행 패턴의 차이
권유진, 신관섭 (UNIST)

3C 301호

좌장: 왕린 (인천대)

한일공동심포지엄 3
3C.1 Computer Vision Based Algorithm for Locating Layout Grids in Web User Interfaces
Maxim Bakaev, Maxim Shirokov (Novosibirsk State Technical University)

3C.2 The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at MRT Station by Using Notification Board
Usability: A Case Study at MRT Jakarta
Sugiono Sugiono (Brawijaya University), Siti Nurlaela Institut Teknologi Sepuluh
Nopember), Andyka Kusuma (Universitas Indonesia), Achmad Wicaksono, Rio Lukodono,
Ananda P. Choirunnisak (Brawijaya University)
3C.3 Re-Designing an Ergonomic and Accessible Train Toilet:
A Case Studi of Indonesian Railways
Sugiono Sugiono (Universitas Brawijaya), Agung Sedaju Industri Kereta Api ), Oyong
Novareza, Dwi H. Sulistyorini, Ivan Firsada (Universitas Brawijaya)
3C.4 The Development of Personal Lifting Aid Prototype and its Effects on the User's
Physical Workload and Posture
Rifki R. Wijaya, Yassierli, Khoirul Muslim (Institut Teknologi Bandung)
3C.5 Mental Workload Analysis of Engineering and Non- Engineering Students during New
Normal Era in Indonesia
Fatin Saffanah Didin, Alam Fathurochman, YunitaNugrahaini (Telkom University)
3C.6 The COVID-19 Crisis and Teleworking: A Cross-Sectional Study on Self-Perceived Stress
and Work Performance
Auditya Purwandini Sutarto (University of Qomaruddin Gresik), Shanti Wardaningsih
University of Muhammadiyah Yogyakarta), Wika Harisa Putri (University of Janabadra
Yogyakarta)

3D 302호
인간중심디자인 2
3D.1

건설기계 승하차성 평가
박현수, 정태섭, 주강호 (두산인프라코어)

3D.2

위반형 인적오류의 특성 및 접근방안 기초연구
이용희 (한국원자력연구원)

3D.3

중심 스틱형 청소기 핸들의 인간공학적 설계
권순영, 송동현, 신관섭 (울산과학기술원)

3D.4

전동킥보드 주행 후 균형 및 보행 변화영향
김효림, 신관섭 (울산과학기술원)

3D.5

층간소음을 줄이는 보행의 특성 파악
윤우진, 권유진, 신관섭 (UNIST)

좌장: 신관섭 (울산과학기술원)

세션 4: 10월 30일(금) 10:00~11:40
4A 삼다 A

좌장: 유일선 (동덕여대)

[특별세션] 신진과학과 콜로키움
4A.1

A Study on Algorithmic Method for Solving Anthropometric Design Problem
이유신 (부경대학교)

4A.2

Understanding Factors influencing User Experience of Lateral Semi-Autonomous Driving System
박규동 (광운대학교)

4A.3

Ergonomic arrangement of automotive camera monitor system display
백동현 (인천대학교)

4A.4

The Systematic Evaluation of User Experience in the Virtual Reality by each Context
김원준 (성결대학교)

4B 삼다 B

좌장: 임영재 (동의대)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
4B.1

음성인식 자동 수전 조절기에 관한 연구
김장석, 김재준 (신성대학교)

4B.2

음성 인식 서랍장
박재우, 손영재 (신성대학교)

4B.3

이동수단의 안전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사고방지 방향지시등에 관한 연구
김요한, 김훈 (신성대학교)

4B.4

운전자 운전 능력 평가에 대한 프로토콜 개발
최준원 (연세대학교)

4B.5

연관분석을 통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특성 추출 및 교통안전 개선 방안
이해리, 엄지수 (공군사관학교)

4B.6

인간공학 및 심미적 디자인 요소를 고려한 Presenter
이윤경, 김슬기, 장윤정, 김서희, 황수빈 (동의대학교)

4B.7

마이크로웨이브 모션센서를 이용한 침입 감지 알림 서비스
이소정, 문수영, 황지연 (동국대학교)

4C 301호

좌장: 손병창 (나사렛대)

[특별세션] 작업공정 연계형 작업자 HSE 기술
4C.1

딥러닝기반 작업자 자세 추론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평가 기술
권영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손병창 (나사렛대학교), 김도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C.2

딥러닝기반 작업자 근골격계 위험요인 분석 및 평가 SW 기술
김형수, 고경학 ((주)글로비트)
3D 시뮬레이션기반 작업자 근골격계 예방 가이던스 SW 기술
안웅 (테슬라시스템)
4주 동안의 시각적 되먹임을 이용한 호흡운동이 뇌졸중 환자의 가로막 움직임과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
홍성태, 손병창 (나사렛대학교)

4C.3
4C.4

4D 302호

좌장: 이재인 (동의대)

UI/UX 1
4D.1

삼킴 건강 관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앱 서비스 벤치마킹
김진원, 최영근, 유희천 (포항공과대학교)

4D.2

Ergonomic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UI Design for Optical Brain-Machine Interface (OBMI)
System
Xin Cui, Hayoung Jung, Halim Kim (POSTECH), Yang Xiaopeng (Jiangnan University), Linqing
Feng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haomin Zhang, Mingkang Li, Changhao Liu,
Jiawei Han, Ruixue Wang (Zhejiang University), Heecheon You (POSTECH)

4D.3

로봇청소기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경험 개선 연구
김민주, 이재인, 김성희 (동의대학교)

4D.4

Correlation Between Number of Usability Problems and System Usability Scale (SUS) Score
Iverton B. Lima, Yewon Jeong, Chaeyeon Lee, Gangseok Suh, Wonil Hwang (Soongsil University)

4D.5

A research on the Hydroponic cultivation education process of child Based on Service Design
Methodology
Yuqi Zhao, Young-Hwan Pan (Kookmin University)

세션 5: 10월 30일(금) 13:00~14:40

5A 삼다 A

좌장: 이용희 (동아대)

[기획세션] 산업체 이슈 1
5A.1

맞춤형 품질비용 선정에 관한 연구
김종운, 신상문 (동아대학교)

5A.2

상용 차량의 승차감 정량적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권오형, 신상문 (동아대학교)

5A.3

자동차공장 Block &KIT방식 적용 전략에 관한 연구
강준호, 신상문 (동아대학교)

5A.4

산업용 압력용기 검사표준에 관한 연구
윤진성, 이용희, 신상문 (동아대학교)

5A.5

비임상-임상 PK 상호작용 분석 방법 개발
박수인, 정종호, 신상문 (동아대학교)

5A.6

협조적 게임이론을 결합한 특징 선택 방법: 비교연구
탕멍위엔, 신상문 (동아대학교)

5B 삼다 B

좌장: 이보근 (동아대)

[기획세션] 산업체 이슈 2
5B.1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활용에 관한 표준 프로세스 개발에 관한 연구
박준석, 최우용, 이용희 (동아대학교)

5B.2

중소제조기업 중심의 NFC(RFID)를 활용한 생산이력추적에 관한 연구
박경록, 최우용, 이용희 (동아대학교)

5B.3

SHEET METAL 분야 CAD/CAM 사용데이터 분석에 따른 NESING 효율에 관한 연구
이동훈, 최우용, 이용희 (동아대학교)

5B.4

탄소강 열처리 공정의 기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상훈, 신상문 (동아대학교)

5B.5

강건설계 문제를 위한 두 목적함수 모형과 최적화 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다이리, 신상문 (동아대학교)

5B.6

Tandem AGV 시스템의 다중 적재를 위한 알고리즘과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심종연, 한준희, 이용희 (동아대학교)

5C 301호

좌장: 이재인 (동의대)

[특별세션] 인간공학자의 진로탐색 1
5C.1

소상공인 분야에서, 인간공학 출신 벤처기업인으로 경험하고 느낀점
장원석 (투브플러스(주))

5C.2

산업현장에서의 인간공학적 적용 사례와 전공자로서의 경험
김재형 (기아자동차(주))

5D 302호

좌장: 임영재 (동의대)

UI/UX 2
5D.1

지역화폐 서비스 평가 및 가맹점 위치 알림 서비스 제안에 대한 연구
이윤경, 이현희, 박민석, 황도일, 이재인 (동의대학교)

5D.2

전자제품 픽토그램의 인지적 반응 향상에 관한 연구
이혜원 (동의대학교), 박재규 (LG전자), 임영재 (동의대학교)

5D.3

MyData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
고영인, 한성호 (포항공과대학교)

5D.4

초음파 도플러 센서 기반 삼킴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최영근, 김민재 (포항공과대학교), 이백희 (현대자동차), Xiaopeng Yang (장난대학교), 김진원, 권도훈
(포항공과대학교), 이상억 (에스포항병원), 김향희, 남석인 (연세대학교), 홍세원 (디지털에코), 양길태
(시드테크), 나덕렬 (삼성서울병원), 유희천 (포항공과대학교)

5D.5

콜센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관점에서의 업무 프로세스 분석
이재인, 김효은 (동의대학교), 이경선 (부산가톨릭대학교), 김성희 (동의대학교), 김기성 (바이오브레
인), 류관호 (안전보건공단)

세션 6: 10월 30일(금) 14:50~16:30
6A 삼다 A

좌장: 신상문 (동아대)

[기획세션] 산업체 이슈 3
6A.1

선박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SCR 시스템용 버터플라이 밸브의 설계에 대한 연구
함선희, 염정국, 이용희

6A.2

무인 운반차의 성능평가 방법과 표준에 대한 연구
서서교, 신상문

6A.3

실험계획법을 적용한 도장품질 디자인스페이스 연구
홍종민, 신상문

6A.4

AHP를 활용한 중소 조선기자재의 방폭인증 STAMP 선정에 관한 연구
최혜원, 김채수, 이용희

6A.5

Fuzzy AHP를 적용한 Physical Programming 방법 개발
한윤석, 김태완, 신상문, 한준희

6A.6

ubmerged Arc Welding(SAW) 공정 최적화 방법 연구
김영천, 이현정, 신상문

6B 삼다 B
[기획세션] 산업체 이슈 4
6B.1

AHP 기반의 중소 제조회사 생산직 인사고과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신동우, 김채수, 이용희

6B.2

LTS의 성과지표 개발 및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차동익, 김채수, 이용희

6B.3

스마트팩토리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MES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
임형빈, 한준희, 김채수, 이용희

6B.4

중소기업 경영품질 평가를 위한 MB평가체계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정성희, 권준영, 김채수, 이용희

6B.5

PK profile 유사성 평가 방법 개발
이예경, 이현정, 이보근, 신상문

6B.6

위험성평가 방법: A Literature Review
김태웅, 이용희, 장현애, 정홍인, 신상문

좌장: 한준희 (동아대)

6C 301호

좌장: 이원섭 (한동대)

[특별세션] 인간공학자의 진로탐색 2
6C.1

국방분야의 인간공학 이야기
홍원기 (LIG Nex1)

6C.2

자동차 시트 개발을 위한 인간공학의 역할 및 미래 도전 과제
이백희 (현대자동차)

6D 302호

좌장: 천재민 (Samsung Research)

[특별세션] Ergonomics in Multimodal Interaction Design
6D.1

인간공학의 관점에서의 MMI 연구 현황
김성호 (서울대학교)

6D.2

인터랙션 디자인 관점에서의 MMI 연구 현황
이재용 (Samsung Research)

6D.3

산업계 선행 연구소에서 바라본 MMI 연구 방향
천재민 (Samsung Research)

포스터 세션: 10월29일(목) 10:00 ~ 30일(금) 14:40
○ 포스터 규격: A1 사이즈 세로 방향
○ 포스터 Q&A 시간: 29일(목) 18:10~18:40
※발표자는 Q&A 시간에 자리를 꼭 지켜주십시오.
P.1

Computerized
V&V

Procedure

System(CPS)

Centered

HFE

P.2

러닝 머신 사용편리성 관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연구

정희정, 이아현, 이윤경, 장윤정, 이재인
(동의대학교)

P.3

캡슐 커피의 포장 디자인이 고객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

등준걸, 김수환, 변찬우, 장해찬, 정홍인
(경성대학교)

P.4

고유수용성감각에 의한 위치제어 작업의 수행도에 대한
연구

박정철 (한국교통대학교)

P.5

주행 환경에 따른 조건부 자율주행차량 제어권 전환 성능
연구

김정숙, 김현숙, 김우진, 이승준, 최재륜,
윤대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6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에서의 운전자 및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연구

김현숙, 김우진, 김정숙, 이승준, 윤대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7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에서의 제어권 전환 에이전트 시스
템 설계 연구

최재륜, 김정숙, 김현숙, 김우진, 이승준,
윤대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8

언택트시대에 맞춘 새로운 지역방송 플랫폼 서비스 연구

권민주, 강근혜, 조나연, 이재인 (동의대
학교)

P.9

PLSA를 이용한 HMD 기반 가상현실 장치 사용자 경험
분석 연구

유일선 (동덕여자대학교), 임동혁 (광운대
학교), 송요석, 조민희, 김성용 (호서대학
교)

P.10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제어권 전환 요청의 프리큐 영향
분석

김우진, 김정숙, 김현숙, 이승준, 윤대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1

피난안내도 분석 및 개선 제안 연구

이재인, 주현수, 이윤경 (동의대학교)

P.12

화장품 분석 서비스 어플 UX 평가

이재인, 최수지, 이유경 (동의대학교)

P.13

숙면에 도움을 주는 향료 조성물의 뇌파 변화에 관한
연구

전연진, 홍연주 (코스맥스), 김진솔 (아이
이씨코리아)

P.14

매트리스 경도에 따른 이미지 기반 수면자세 판별 비교

이성환, 노종련, 김사엽
연구원)

P.15

리클라이너 스윙궤적에 따른 수면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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